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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X  부록 

IX-1 관계기관리스트 

1. 오사카부･부내시정촌（오사카시，사카이시는제외） 

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

오사카부 
오사카시츄오우구

오태마에２쵸메 

06-6941-0351 

(일본어) 

9:00-17:30

（월-금 12/29

-1/3 제외） 

http://www.pref.osaka.lg.jp/   

[일본어,영어,한국 

조선어,중국어간체,중국어번체 

대응] 

06-6941-2297 

(영어・중국어・

한국어・

포르투갈어・

스페인어・

베드남어・

필리핀어・

타이어・

일본어） 

9:00-17:30 

(월-금12/29-

1/3제외） 

스이타시   
스이타시이즈미쵸

１-3-4-40 
06-6384-123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suita.osaka.jp/  

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다카츠키시 
다카츠키시도우엔

쵸2-1 
072-674-711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takatsuki.osaka.j

p/kurashi/shiminkatsudo/foreignl

anguage/  [일본어, 영어, 한국 

조선어, 중국어 대응] 

이바라키시 
이바라키시에키마

에3-8-13 
072-622-812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ibaraki.osaka.jp/ 

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셋츠시 
셋츠시미시마1-1

-1 

06-6383-1111 

072-638-0007 
9:00-17:15 

http://www.city.settsu.osaka.jp/ 

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시마모토쵸 
미시마군시마모토

쵸사쿠라이2-1-1 
075-961-5151 9:00-17:30 

http://www.shimamotocho.jp/  

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도요나카시 
도요나카시나카사

구라즈카3-1-1 

06-6858-2525 

일본어 
9:00-17:15 

http://www.city.toyonaka.osaka.j

p/multilingual/index.html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06-6858-2730 

영어（월･화･목

･금）중국어（

수） 

10:00-12:00 

13:00-16:00 

http://tifa-toyonaka.org./activitie

s/34  [영어] 

이케다시 
이케다시죠난1-1

-1 
072-752-111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ikeda.osaka.jp/ 

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  

미노오시 
미노오시니시쇼우

지4-6-1 
072-723-212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minoh.lg.jp  

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도요노쵸 
도요노군도요노쵸

요노414-1 
072-739-0001 9:00-17:30  

http://www.town.toyono.osaka.jp/ 

 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노세쵸 도요노군노제쵸슈 072-734-0001 8:30-17:30 
http://www.town.nose.osaka.jp/ 

[일본어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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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노28 

이즈미오츠

시 

이즈미오츠시시노

노메쵸9-12 
0725-33-113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izumiotsu.osaka.l

g/ 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이즈미시 
이즈미시후츄쵸2

-7-5 
0725-41-1551 9:00-17:15 

http://www.city.osaka-izumi.lg.jp

/ [일본어] 

다카이시시 
다카이시시카모4

-1-1 
072-265-100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takaishi.lg.jp/ 

 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 

다다오카쵸 

센보쿠군타다오카

쵸타다오카히가시

1-34-1 

0725-22-1122 9:00-17:30 
http://www.town.tadaoka.osaka.jp

/ [일본어] 

기시와다시 
기시와다시키시키

쵸7-1 
072-423-212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kishiwada.osaka.j

p/  [다언어 자동번역기능] 

가이즈카시 
가이즈카시하타케

나카시1-17-1 
072-423-215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kaizuka.lg.jp/ 

[일본어] 

이즈미사노

시 

이즈미사노시이치

바히가시1-295-

3 

072-463-1212 8:45-17:15 
http://www.city.izumisano.lg.jp/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센난시 
센난시타루이1-1

-1 
072-483-0001 9:00-17 :30 

http://www.city.sennan.osaka.jp/ 

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한난시 
한난시오자키쵸3

5-1 
072-471-5678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hannan.lg.jp/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구마토리쵸 
센난군구마토리쵸

노제1-1-1 
072-452-1001 9:00-17:30 

http://www.town.kumatori.lg.jp/ 

[일본어] 

다지리쵸 
센난군타지리쵸카

쇼우지375-1 
072-466-1000 8:45-17:15 

http://www.town.tajiri.osaka.jp/ 

[일본어] 

미사키쵸 
센난군미사키쵸후

케 2000-1 

072-492-2775 

（국제교류） 

 

9:00-17:30 
http://www.town.misaki.osaka.jp/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돈다바시시 
돈다바시시도키와

쵸1-1 
0721-25-1000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tondabayashi.osa
ka.jp/ 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가와치나가

노시 

가와치나가노시하

라쵸1-1-1 
0721-53-111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kawachinagano.lg
.jp/ [일본어,영어, 한국・조선어, 
중국어 대응] 

마츠바라시 
마츠바라시아오1

-1-1 
072-334-1550 

（월～금） 

9:00-17:30 

（제3토） 

9:00-12:00 

http://www.city.matsubara.osaka.

jp/   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 

하비키노시 
하비키노시콘다4

-1-1 
072-958-111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habikino.lg.jp/[다
언어자동번역기능] 

후지이데라

시 

후지이데라시오카

1-1-1 
072-939-111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fujiidera.osaka.jp
/ [일본어] 

오사카사야

마시 

오사카사야마시사

야마1-2384-1 
072-366-0011 

（월～금） 

9:00-17:30 

（제1・3토） 

9:00-12:00 

http://www.city.osakasayama.osa

ka.jp/  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다이시쵸 

미나미카와치군타

이시쵸오아자야마

다88 

0721-98-0300 9:00-17:30 
http://www.town.taishi.osaka.jp/ 

[일본어] 

가난쵸 미나미카와치군가 0721-93-2500 9:00-17:30 http://www.town.kanan.osaka.jp/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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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오사카시 및 시내구역소・시세사무소 

난쵸오아자시라키

1359-6 

[일본어] 

치하야아카

사카무라 

미나미카와치군치

하야아카사카무라

오아자수이분180 

0721-72-0081 9:00-17:30 
http://www.vill.chihayaakasaka.o

saka.jp/ [일본어] 

야오시 
야오시혼마치1-1

-1 

072-991-3881 

일본어 
8:45-17:15 

http://www.city.yao.osaka.jp/ 

[일본어,영어,한국어,중국어,베드남

어,포르투갈어 대응] 

072-922-3232 

베트남어（월･

화･목･금）,한국

･조선어,중국어(

수) 

9:00-17:00 

통역서비스 

가시와라시 
가시와라시안도우

쵸1-55 
072-972-150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kashiwara.osaka.j
p/ [다언어 자동번역 기능] 

히가시오사

카시 

히가시오사카시아

라모토키타1-1-1 

06-4309-3000 

일본어 
9:00-17:30 

http://www.city.higashiosaka.lg.jp

/ [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06-4309-3311 

영어，한국어， 

중국어, 

스페인어 

월～금요일 

10:00-17:30 

제 4토요일 

9:00-12:00 

모리구치시 
모리구치시케이한

혼도우리2-5-5 
06-6992-122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moriguchi.osaka.j
p/ 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히라카타시 
히라카타시오오가

이토쵸2-1-20 
072-841-122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hirakata.osaka.jp/

site/userguide/foreign.html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네야가와시 
네야가와시혼마치

1-1 
072-824-118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neyagawa.osaka.j

p/ 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 

다이토우시 
다이토우시타니가

와1-1-1 
072-872-218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daito.lg.jp/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 

가도마시 
가도마시나카마치

1-1 
06-6902-123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kadoma.osaka.jp/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시죠나와테

시 

시죠나와테시나카

노혼마치1-1 
072-877-2121 8:45-17:15 

http://www.city.shijonawate.lg.jp/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

가타노시 
가타노시사키베1

-1-1 
072-892-0121 9:00-17:30 

http://www.city.katano.osaka.jp/ 

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 

시정촌명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

오사카시 

오사카시키타

구나카노시마1

-3-20 

06-6208-8181 

（일본어） 

월～금 

9:00-17:30 

http://www.city.osaka.lg.jp

/[다언어자동번역기능]  

06-6773-6533 

인포메이숀･프라자･오사카 

(영어,중국어,한국어;매일  

타이어;월 포르투갈어：화 

인도네시아어：스페인어：금) 

연말년초를 

제외한 매일 

9:00-17:00 

http://www.ih-osaka.or.jp/

enjoy/jp/index.html/  

외국인을 위한 리빙그인 

포메인숀 

[일본어,영어,한국어,스페인

어,포르투갈어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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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응시간（하기공통） 대응언어 

（월～금）9:00-17:30 ※금요일은 일부 

창구에서19:00 까지 연장 

（제4일요일）9:00-17:30 ※일부 창구에 제한한다. 

 

영어,중국어,한국･조선어 

 

행정구명 주소 

전화번호 URL 

[일본어,영어, 

한국어,중국어 

자동번역기능] 
외국적주민상담창구 담당이 모를 때 

기타구 
오사카시기타구오우

기마치2-1-27 
06-6313-9907 06-6313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kita/  

미야코지

마구 

오사카시미야코지마

구나카노쵸2-16-20 
06-6882-9907 06-6882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miyakojima/  

후쿠시마

구 

오사카시후쿠시마구

오오비라키1-8-1 
06-6464-9907 06-6464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fukushima/  

고노하나

구 

오사카시고노하나구

카수가데키타1-8-4 
06-6466-9907 06-6466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konohana/  

츄오구 
오사카시츄오구규타

로우마치1-2-27 
06-6267-9907 06-6267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chuo/  

니시구 
오사카시니시쿠신마

치4-5-14 
06-6532-9907 06-6532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nishi/  

미나토구 
오사카시미나토구이

치오카1-15-25 
06-6576-9907 06-6576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minato/  

다이쇼구 
오사카시다이쇼구치

시마2-7-95 
06-4394-9907 06-4394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taisho/  

텐노우지

구 

오사카시텐노우지구

신보우인쵸20-33 
06-6774-9907 06-6774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tennoji/  

나니와구 
오사카시나니와구시

키츠히가시1-4-20 
06-6647-9907 06-6647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naniwa/  

니시요도

가와구 

오사카시니시요도가

와구미테지마1-2-10 
06-6478-9907 06-6478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nishiyodogawa/  

요도가와

구 

오사카시요도가와구

쥬소우히가시2-3-3 
06-6308-9907 06-6308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yodogawa/  

히가시요

도가와구 

오사카시히가시요도

가와구2-1-4 
06-4809-9907 06-4809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higashiyodogawa/  

히가시나

리구 

오사카시히가시나리

구오오이마자토니시2

-8-4 

06-6977-9907 06-6977-9986 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higashinari/  

이쿠노구 
오사카시이쿠노구가

츠야마미나미3-1-19 
06-6715-9907 06-6715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ikuno/  

아사히구 
오사카시아사히구오

오미야1-1-17 
06-6957-9907 06-6957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asahi/  

죠토우구 
오사카시죠토우구쥬

오우3-5-45 
06-6930-9907 06-6930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joto/  

츠루미구 
오사카시츠르미구요

코츠즈미5-4-19 
06-6915-9907 06-6915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tsurumi/  

아베노구 오사카시아베구후미 06-6622-9907 06-6622-9986 http://www.city.osaka.lg.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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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사카이시 및 시내구역소 

 

노사토1-1-40 p/abeno/  

스미노에

구 

오사카시스미노에구

미사키3-1-17 
06-6682-9907 06-6682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suminoe/  

스미요시

구 

오사카시스미요시구

미나미스미요시3-15

-55 

06-6694-9907 06-6694-9986 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sumiyoshi/  

히가시스

미요시구 

오사카시히가시수미

쇼시구히가시타나베1

-13-4 

06-4399-9907 06-4399-9986 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higashisumiyoshi/  

히라노구 
오사카시히라노구세

토구치3-8-19 
06-4302-9907 06-4302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hirano/  

니시나리

구 

오사카시니시나리구

키시노사토1-5-20 
06-6659-9907 06-6659-9986 

http://www.city.osaka.lg.j

p/nishinari/  

시세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

우메다 

오사카시키타구우메다1-2-2-700 

오사카에키마에 

다이니빌7층 

06-4797-2948 

 

 

 

 

 

 

 월～금 

9:00-17:30 

금요일은 19 :00까지 

 

교바시 
오사카시카타마치2-2-48 

JEI쿄바시빌딩4층 
06-4801-2948 

벤텐쵸 
오사카시미나토구벤텐1-2-2-100 

오-쿠200 2반가이1층 
06-4395-2948 

난바 

오사카시나니와구미나토마치1-4-1 

오사카시티에아타미나루빌 

(OCAT)5층 

06-4397-2948 

아베노 
오사카시아베노구아사히마치1-2-7-7

02 아베노메딧쿠스7층 
06-4396-2948 

센바호우진 
오사카시츄오우구센바츄오우1-4-3-2

03 센바센타빌3호관2층 
06-4705-2948 

시정촌명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

사카이시 
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

카와라마치3-1 
072-233-1101 

월～금 
9:00-17:30 

http://www.city.sakai.lg.jp/f

oreign.html  

[영어,한국어,중국어,포르투갈

어,스페인어,베트남어,태국어 

대응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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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입국관계기관 

 

5. 오사카부내 국제협회 리스트 

 
(공익재단)오사카부국제교류재단（ＯＦＩＸ）http://www.ofix.or.jp/  

TEL 06-6966-2400 

FAX 06-6966-2401 
540-0029 오사카시츄오우구혼마치바시 2-5 

마이도-무오사카 5 층     info@ofix.or.jp 

(공익재단)오사카국제교류센터（Ｉ-house）http://www.ih-osaka.or.jp/  

TEL 06-6772-8989 

FAX 06-6773-8421 

543-0001 오사카시텐노우지구혼마치 8-2-6 

center@ih-osaka.or.jp 

(공익재단)스이타시국제교류협회（ＳＩＦＡ）http://suita-sifa.org/  

TEL 06-6835-1192 

FAX 06-6835-6420 

565-0862 스이타시쓰꾸모다이 1-2-1  

센리뉴타운프라자 6 층    info@suita-sifa.org 

(공익재단)다카츠키시도시교류협회（ＴＩＡ）http://www.takatsuki-intl-assn.or.jp/  

TEL 072-674-7396 

FAX 072-661-8355 

569-0067 타카츠키시토우엔쵸 2-1 타카츠키시역소 내 

타카츠키시소우고우센터 4 층 

                  tia@takatsuki-intl-assn.or.jp 

이바라키시국제친선협회 http://www.ifai.jp/  

행정구명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
URL 

[일본어] 

사카이구 
사카이시사카이구미나미

카와라마치3-1 
072-228-7403 

 

월～금 

9:00-17:30 

 

 

 

 

 

https://www.city.sakai.lg.j

p/sakai/index.html  

기타구 
사카이시기타구신카나오

카쵸5-1-4 
072-258-6706 

http://www.city.sakai.lg.jp/

kita/index.html  

니시구 
사카이시니시구오오토리

히가시마치6-600 
072-275-1901 

http://www.city.sakai.lg.jp/

nishi/index.html  

나카구 
사카이시나카구후카이자

와마치2470-7 
072-270-8181 

http://www.city.sakai.lg.jp/

naka/index.html  

히가시구 
사카이시히가시구히키쇼

하라데라마치195-1 
072-287-8100 

https://www.city.sakai.lg.j

p/higasi/index.html  

미하라구 
사카이시미하라구쿠로야

마167-1 
072-363-9311 

http://www.city.sakai.lg.jp/

mihara/index.html  

미나미구 
사카이시미나미구모모야

다이1-1-1 
072-290-1800 

http://www.city.sakai.lg.jp/

minami/index.html  

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응시간 URL 

오사카입국관

리국 

오사카시스미노에구난

코키타 1-29-53 

지하철츄오우센코스모

스쿠에어역3호출구 

하차후 바로 근교) 

각부서의직통번

호는 

아래URL을 

참조 
http://www.immi

-moj.go.jp/soshi

ki/kikou/osaka.ht

ml  

월～금 

9:00-17:30 

(단, 

접수는16:00

까지) 

http://www.immi-moj.go.j

p/  

[일본어,영어,한국어,중국어,

포르투갈어,스페인어 대응] 



- 71 - 

TEL 072-620-1810 

FAX 072-622-7202 

567-8505 이바라키시에키마에 3-8-13 

이바라기시시민문화부 문화진흥과내 

셋츠시국제협회 (SAIE) http://settsu-saie.org/  

TEL/FAX 06-6383-6251 
566-8555 셋츠시미시마 1-1-1 셋츠시청 내 서쪽별관 2 층 

saie2003@maia.eonet.ne.jp 

(공익재단)도요나카국제교류협회 http://www.a-atoms.info/  

TEL 06-6843-4343 

FAX 06-6843-4375 

560-0026 토요나카시타마이쵸 1-1-1-601 

(＜에토레토요나카＞６층)      atoms@a.zaq.jp 

이케다시 국제교류센터 (IMC) 
http://www.city.ikeda.osaka.jp/shisetsu/bunka/1447722780463.html  

TEL072-735-7588 

FAX072-735-7589 

563-0025 이케다시 죠난 3-1-40 

（이케다시보건복지 종합센터 2 층） 

imc@ikeda.osaka.jp 

(공익재단)미노오시국제교류협회（ＭＡＦＧＡ）http://mafga.or.jp/  

TEL 072-727-6912 

FAX 072-727-6920 

562-0023 미노오시오노하라니시 5-2-36 

미노오시립다문화교류센터       info@mafga.or.jp

이즈미오오츠국제교류협회 
http://www.city.izumiotsu.lg.jp/kakuka/sogoseisaku/seisakusuisin/kokusaikoryu/kokusaikoryukyo

kai/index.html  

TEL 0725-33-1131 

FAX 0725-21-0412 

595-8686 이즈미오오츠시시노노메쵸 9-12 

이즈미시역소기획 

              kokusai@city.izumiotsu.osaka.jp 

이즈미시국제교류협회 
http://www.city.osaka-izumi.lg.jp/kakukano/soumubu/zinkenkokusai/gyoumu/kokusaikouryu.html 

TEL0725-99-8115(직통) 

FAX 0725-45-3128 

594-8501 이즈미시후츄우촌 2-7-5 

이즈미시총무부인권･남녀참획실인권국제담당 

izumi_iea@ican.zaq.ne.jp 

다카이시시자매도시협회 

TEL 072-265-1001 

FAX 072-263-6116 
592-8585 다카이시카모 4-1-1 타카이시청 비서과 내 

다다오카쵸국제교류협회 

TEL 0725-22-1122 

FAX 0725-22-0364 

595-0805 센보쿠군타다오카쵸타다오카히가시 1-34-1 

다다오카초사무소인권홍보과 내 

기시와다시국제교류협회 http://ifa-kishiwada.rinku.org/index.html  

TEL/ FAX 072-457-9694 
596-0004 기시와다샤라키쵸 1-17-1 마도카홀 내 

kokusai@mk.city.kishiwada.osaka.jp 

가이즈카국제교류협회（ＫＡＩＦＡ）https://kaizuka-kokusai.jimdo.com/  

TEL 072-433-7230 

FAX 072-433-7233 

597-8585 가이즈카시 하타케나카 1-17-1 가이즈카시 

교류추진과 내          koryu@city.kaizuka.lg.jp 

(특활)이즈미사노지구교류협회（ＩＣＡ）http://www.ica.gr.jp/wp/features-ja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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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072-429-9741 

FAX 072-429-9742  

598-0035 이즈미사노시 미나미나카 카시이 476-2  

남부 시민교류센터 본관 1 층          
info@ica.gr.jp 

센난시ＡＢＣ위원회 https://abc-iinkai.jp/  

TEL 072-483-0004 

FAX 072-483-0325 

590-0592 센난시타루이 1-1-1 센난시종합정책부정책추진과내

sinkou@city.sennan.lg.jp 

한난시교류서클 

TEL/FAX 072-476-2361 599-0232 한난시하코즈크리 2861-77 

가와치나가노시국제교류협회（ＫＩＦＡ）http://www.kifa-web.jp/  

TEL 0721-24-2622 

FAX 0721-54-0004 

586-0025 카와치나가노시쇼우에이쵸 7-1  

시민교류센터(KICCS)3 층          

office@kifa-web.jp 

돈다바야시국제교류협회 http://www4.kcn.ne.jp/~ticc/  

TEL/FAX 0721-24-2622 
584-0036 톤다바야시코우다 1-4-31       

ticc@m4.kcn.ne.jp 

하비키노국제국제볼런티어서클 미야비（ＭＩＹＡＢＩ） 

TEL 072-958-1111 

FAX 072-958-0397 

583-8585 하비키노시콘다 4-1-1 하비키노시 시민인권부 

시민협동 후레아이과 내 

shiminkyoudou@city.habikino.lg.jp 

후지이데라시국제교류협회 http://fujiidera.web.fc2.com/  

TEL 072-939-1050 

FAX 072-952-8981 

583-8583 후지이데라시오카１-１-１ 후지이데라시 

지역진흥과 내 

(공익재단)야오시국제교류센터（ＹＩＣ）http://www.helloyic.or.jp/  

TEL 072-924-3331 

FAX 072-924-3332 

581-0833 야오시아사히오카 5-85-16  

야오시생애학습센터 1 층 

helloyic@helen.ocn.ne.jp 

가시와라시국제교류협회 http://www.city.kashiwara.osaka.jp/docs/2014081300056/  

TEL 072-972-0881 

FAX 072-973-1201 

582-0007 카시와라시카미이치 1-2-2  

아제리아카시와라 5 층 카시와라상공회 내 

히가시오사카시국제교류협회 http://hoifa.com/  

TEL 06-4309-3155 

FAX 06-4309-3823 

577-8521 히가시오사카시 아라모토키타 1-1-1  

히가시오사카시 인권문화부 문화국제과 내 

bunkoku@city.higashiosaka.lg.jp 

(공익재단)모리구치국제교류협회 http://m-interex.daa.jp/  

TEL 06-6998-3310 

FAX 06-6998-3545 

570-0083 모리구치시케이한혼도오리 2-5-5 

m-interex@nifty.com 

(공익재단)히라카타시문화국제재단 http://www.hirabunkoku.or.jp/  

TEL 072-843-1123 

FAX 072-845-1896 

573-0032 히라카타시오카히가시마치 8-33 시민회관 2 층 

info@hirabunkoku.or.jp 

(특활)네야가와시국제교류협회（ＮＩＥＦＡ）http://niefa.or.jp/  



- 73 - 

TEL 072-811-5935 

FAX 072-811-5936 

572-0848 네야가와시하다쵸 41-1 시민회관 1 층 

info@niefa.or.jp 

(특활)가타노시국제교류협회（ＫＩＦＡ）http://kifasound.web.fc2.com/index.htm/  

TEL 072-894-1113 

FAX 072-894-1119 
576-0043 가타노시마추즈카 14-25 카타노회관 1 층 

katano_ifa@yahoo.co.jp 

 

  

 


